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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응적 ＯＦＤＭＡ 시스템에서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를줄이기 위한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적응

적 ＯＦＤＭＡ시스템

요약

높은 스펙트럼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 적응적 변조 및 부호화(AMC)를 위하여 상향링

크를 통하여 궤환되는 각 부 반송파마다의 채널 상태 정보(CSI)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상향 링크의 자원을 과도하게 사

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은,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데이터 패킷

송수신에서, 기지국은 AMC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하향 링

크를 통하여 이동국으로 전송하고, 이동국은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AMC ON/OFF 정보에 따라, AMC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고, 트랙킹 결과에 따른 CSI를 상향 링크를 통하여 기지국으로 궤

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향 링크를 통하여 기지국으로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는, 두 비트를 구비

하고, 두 비트중 하나의 비트는, 채널 상태를 결정하는 MCS 레벨 트랙킹이, 제1 트랙킹 단계와 제2 트랙킹 단계로써 구분

되어 수행되기 위한 플래그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상향 링크를 통하여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량이 감소하

고, 불필요한 처리과정을 방지함으로써 내부 연산장치의 자원 및 채널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주파수 분할 복신의 경우 적응적 변복조의 시스날링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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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시간 분할 복신의 경우 적응적 변복조의 시스날링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는 일반적인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블

록도이다.

도 4a는 하향 링크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b는 상향 링크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에 의한 MCS 레벨 선택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 5a는 대강

(rough)의 MCS 레벨 선택 모드이고, 도 5b는 정밀(fine)한 MCS 레벨 선택 모드이다.

도 6은 시간 스텝의 진행에 따른 MCS 레벨 선택 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억세스(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OFDAMA" 라 함)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억세스(Adaprive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적응적 OFDMA" 라 함)에 관한 것이다.

무선 통신 환경에서 다중 페이딩(multi-fading)에 의한 심볼간 간섭(Inter Symbol Interference, ISI)을 줄이기 위하여 사

용되는 것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이다. OFDM은 고속 전송률

을 갖는 데이터열을 낮은 전송률을 갖는 다수의 데이터열로 나누어서, 이들을 다수의 부반송파에 실어 병렬로 동시에 전송

하는 것이다. OFDM에서는, 낮은 전송률을 갖는 부반송파의 심볼구간(symbol duration)은 증가하게 되므로 다중 경로

(multi-path)의 지연확산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상에서의 상대적인 신호 분산이 감소하게 된다. 모든 OFDM 심볼 사이에

는 채널의 지연확산보다 긴 보호구간(guard interval)이 삽입됨으로써, 심볼간 간섭이 제거된다. 따라서, OFDM 에서의 각

부반송파 대역은 균일 감쇠 채널(flat attenuation channel)을 가정할 수 있다.

미국특허 US6,163,766에는 적응적 변조(Adaptive Modulation) 기법이 개시되어 있다. 적응적 변조 기법은, OFDM에 있

어서 각각의 부반송파별로 채널의 상황에 따라 정보의 전송 비트의 할당량을 조정하는 기법으로서, 채널의 상태가 좋으면

많은 수의 전송 비트를 할당하고, 반대로 채널의 상태가 나쁘면 적은 수의 전송 비트만을 할당하거나 또는 아무 데이터도

보내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미국특허 US5,940,439에는 적응적 변조 및 부호화(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AMC) 기법이 개시되어 있

다.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실어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AMC를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조건

은, 첫째, 정확하게 채널의 상태를 측정 하는 것과, 둘째 측정된 채널 상태 정보(Channel State Information, CSI)를 시간

지연과 오류 없이 시그날링(signaling)하는 것이다.

다중 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의 영향에 강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OFDM 과 적응적 변조를 결합한 형태의 적응

적 OFDM(Adaptive OFDM)에서는, 각 부반송파(sub-carrier)별로 CSI를 궤환해야 하므로, 상향 링크(up link)를 통하여

궤환되는 정보량이 증가한다. 게다가 무선통신에서는 채널 특성이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전송되는 정보중

에서 이러한 채널 상태 정보에 할당되는 비중이 커져서 심각한 무선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등록특허 10-0571806

- 2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무선통신에서는 순방향(forward link)으로 필요한 데이터율이 높아짐을 고려하여, 하향 링

크(down link)와 상향 링크의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예컨대 4:1 의 비대칭 복신(asymmetric duplexing)을 사용하고 있다.

적응적 OFDM 시스템에서는 상향 링크 자원의 상당 부분이 CSI를 궤환 전송하는데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한다. 만약 상향

링크의 채널 상태가 좋지 않다면, 송신단으로 궤환되는 정보가 손상되어 통신 성능이 열화된다.

적응적 OFDM과 더불어 더불어 스펙트럼 효율(spectral efficiency)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중 안테나(multiple antenn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널의 상황에 따라 채널의 상황이 좋으면 서로 다른 송신 안테나 각각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실어 보

냄으로써 데이터 전송률을 최대화 하는 공간 다중화(Spatial Multiplexing, SM) 방식, 또는 지연 다이버시티(delay

diversity)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부호화(coding)된 동일한 데이터를 복제하여 서로 다른 안테나를 통하여 전송하

는 전송 다이버시티(Transmit diversity, TD)등의 송신 방식에 대한 정보가 기존의 변조ㆍ부호화 방식(Modulation and

coding Scheme, MCS)에서의 정보에 추가되어 전송된다. 이와 같이, 다중 안테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송

안테나의 송신 방식도 시그날링 정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래의 다중 안테나를 위한 MCS 방식에서는, 단일

안테나에서 MCS 레벨로 3 비트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 SM/TD의 구분을 위하여 1 비트가 추가되었다.

다중 경로 지연(multi-path delay)에 의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의 영향이 심각한 옥외 무선통신 환경에서는 부반송파의

숫자를 더욱 늘여서 각 부반송파별로 균일한 페이딩을 겪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부반송파의 수가 늘어날수록 송신

단으로 궤환해야 하는 CSI 정보량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이동국의 위치 변화 속도가 빨라져서 그만큼 자주 채널 특성이 변

화하게 되면, CSI 정보를 궤환하는 주기도 짧아져서, 궤환 정보에 의해 상향 링크에 걸리는 부하가 커지게 된다.

종래에는 일정 주기마다 상향 링크를 통하여 채널 정보를 궤환 전송하게 되어있어서, 아주 짧은 데이터 부 프레임을 하향

링크로 전송하는 경우에도 채널 정보를 불필요하게 궤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채널 상태 정보 전송에 따른 무선자원의 낭비는 주파수 분할 복신(Frequency Division Duplex, FDD)뿐 아니라 시

간 분할 복신(Time Division Duplex, TDD)의 경우에도, 송신단에서 현재 전송하는 데이터 변조 형식(modulation

farmat)에 대한 정보를 MLI(Modulation Level Information)의 형태로 수신단에 알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 분할 복

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부가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파수 분할 복신은 물론 시간 분할 복신에 있어

서도 채널 상태 정보를 줄이는 기술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억세스 시스템에서의,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데있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수행하는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억섹스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AMC를 수행하는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데이터 패킷 송수신에

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AMC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하향 링

크를 통하여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이동국은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상기 AMC ON/OFF 정보에 따

라, AMC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고, 상기 트랙킹 결과에 따른 CSI를 상향 링

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궤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

법은, AMC를 수행하는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데이터 패킷 송수

신에서, 상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는, 두 비트를 구비하고, 상기 두 비트중 하나의 비

트는, 채널 상태를 결정하는 MCS 레벨 트랙킹이, 제1 트랙킹 단계와 제2 트랙킹 단계로써 구분되어 수행되기 위한 플래그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다른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서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데이터

패킷 송수신을 수행하는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OFDMA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AMC를 수행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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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에 대한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는 AMC ON/OFF 생성부;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

국은, 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상기 AMC ON/OFF 정보에 따라 AMC ON 으로 결정된 경우

에,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추정하고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고 상기 트랙킹 결과에 따른 채널 상태 정보를 생성

하여 상기 상향 링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AMC 궤환 정보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다른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서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데

이터 패킷 송수신을 수행하는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OFDMA 시스템에 있어서, 상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궤환

되는 채널 상태 정보는, 두 비트를 구비하고, 상기 두 비트 중 하나의 비트는,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결정하는 MCS 레벨

트랙킹이, 제1 트랙킹 단계와 제2 트랙킹 단계로써 구분되어 수행되기 위한 플래그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1a는 주파수 분할 복신의 경우 적응적 변복조의 시스날링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고, 도 1b는 시간 분할 복

신의 경우 적응적 변복조의 시스날링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면, 이동국(Mobile Station, MS)은 수신된 채널의 품질을 측정하여 기지국(Base Station, BS) 송

신단으로 하여금 궤환 정보에 따라 전송 모드로 송신할 것을 요구한다. 기지국(BS)은 수신된 채널의 품질을 측정하여 이동

국(MS) 송신단으로 하여금 궤환 정보에 따라 전송 모드로 송신할 것을 요구한다.

도 1a를 참조하면, 주파수 분할 복신(FDD)의 경우, 상향 링크(U/L)는 기지국(BS)으로부터 전송되어질 변복조 모드를 시

그날링하는데 이용되며, 하향 링크(D/L)는 이동국(MS)로부터 전송되어질 변복조 모드를 시그날링하는데 이용된다.

도 1b를 참조하면, 시간 분할 복신(TDD)의 경우, 상향 링크(U/L)는 이동국(MS)에서 전송되는 변복조 모드를 시그날링하

는데 이용되며, 하향 링크(D/L)는 기지국(BS)에서 전송되는 변복조 모드를 시그날링하는데 이용된다.

도 2는 일반적인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기지국

(BS)은 신호매퍼(mapper, 200), 직병렬 변환부(202), IFFT 변환부(204), 병직렬 변환부(206) 및 순환 전치 부가부(208)

를 포함한다.

신호 매퍼(200)는, 이동국(MS)으로부터 입력된 채널 추정 및 MCS 레벨 정보에 응답하여, 입력 신호(x(k))를 직교 위상 편

이 키잉(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QPSK) 신호 또는 직교 진폭 변조(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신

호로 매핑한다.

직병렬 변환부(serial-to-parallel transformer, 202)는 IFFT에 의한 병렬적 변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호 매퍼(200)에

서 출력된 QPSK 또는 QAM 형식의 직렬 입력 시퀀스를 병렬 시퀀스로 각각 변환하여 출력한다.

IFFT 변환부(204)는, 한 블록의 입력 QAM 심볼을, 직교성을 갖는 다수의 부반송파에 실어 시간축상의 OFDM 신호로 변

환한다.

병직렬 변환부(parallel-to-serial transformer, 206)는 IFFT 변환기에서 출력된 병렬 OFDM 신호를 직렬 OFDM 신호로

변환한다.

순환 전치 부가부(208)는, 부반송파간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OFDM 신호의 보호구간(guard interval)에, OFDM 신호

의 일부가 복제된 순환 전치(cyclic prefix)를 삽입하여, OFDM 심볼을 순환적으로 확장시킨다. 이와 같이 순환 전치가 부

가된 OFDM 신호는 주파수 변이를 거쳐 안테나를 통하여 전송되게 된다.

한편 도 2를 참조하면, 이동국(MS)에 수신된 신호는, 순환 전치 제거부(210), 직병렬 변환부(212), FFT 변환부(214), 병

직렬 변환부(216)를 거쳐 신호 디매퍼(demapper, 218) 및 AMC 궤환 정보 생성부(220)에 입력된다. AMC 궤환 정보 생

성부(220)는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추정하고 MCS 레벨을 결정하여 이를 CSI에 실어서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다음의 두가지 개념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전송 분야는 패킷(packet) 단위 데이타 통신

에 집중된 전송이라는 점과, 부 반송파가 묶인 부 대역 단위의 전송 및 궤환 패킷 주기 단위의 전송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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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적응적 변조 및 부호화(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AMC)를 수행하는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데이터 패킷 송수신에서 채널 상태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높은 스펙트럼 효율(high spectral efficiency)을 보장하기위해 제안된 적응적 OFDM 방식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각 부반

송파(sub-carrier) 마다의 채널 상태 정보(Channel State Information, CSI)를 상향 링크를 통하여 궤환해야 한다.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실어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AMC를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조건은, 첫

째, 정확하게 채널의 상태를 측정 하는 것과, 둘째 측정된 채널 상태 정보(CSI)를 시간지연과 오류 없이 시그날링

(signaling)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적용될 전송 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초고속 패킷 데이터 전송이다. 즉 음성과 같이 연속된 것

이 아니라 집중된 성격을 가진 패킷 단위의 데이터 통신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의 패킷만이 전송되는데 불필요하게

MCS 레벨 결정을 위한 궤환 정보를 보낼 필요는 없다. 기지국은 전송할 전체 패킷이 여러 개이고, 그 중에서 지금 보내는

패킷은 몇 번째이므로 MCS 레벨 궤환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정보 즉 AMC ON/OFF 정보를 알려 주면 되는 것이다. 물

론 이동국에서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AMC ON일 때만 MCD 레벨 궤환을 하도록 동작하면 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블

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기지국은 AMC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하

향 링크를 통하여 이동국으로 전송하고, 이동국은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AMC ON/OFF 정보에 따라, AMC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고, MCS 레벨 트랙킹 결과에 따른 CSI를 상향 링크를 통하

여 기지국으로 궤환한다.

여기서 AMC ON/OFF는, 하향 링크를 통하여 적어도 둘 이상의 데이터 패킷이 연속적으로 송신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하나의 데이터 패킷만이 전송된다면, AMC OFF를 지시한다. 또한 AMC ON/OFF는, 하향 링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데이터 패킷이, 마지막 패킷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하나의 데이터 패킷만이 전송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전송되는 패킷이 마지막 패킷이라면, AMC OFF를 지시한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AMC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스템의 내부 연산장치의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AMC ON/OFF는 소정 개수의 데이터 패킷 궤환 주기마다 AMC가 ON되도록 결정될 수 있다.

또한, AMC는 소정 개수의 부반송파들을 그룹핑한 부 대역(sub-band)을 궤환의 일 단위로 하여 수행되도록 구현될 수 있

다. 그룹핑 되는 수만큼 궤환되는 정보량이 줄어든다. 예를들어, 8개의 부반송파 단위로 그룹핑하면, 궤환되는 정보량은

1/8 로 줄어든다. OFDMA에 AMC를 적용할 때 궤환 정보에 하향 링크에서 각각의 이동국 즉 사용자에게 할당된 부 대역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면, 사용자간의 구분을 지을 수 있고, 이동국마다의 서로 다른 QoS 요구에 따라, 하나의 이동

국 사용자에 대하여 대역 자원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다.

OFDM의 변형된 구조로서, 이용 가능한 부반송파의 일부를 각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다중 억세스를 구현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억세스(Adaptive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에서는, 여러 개의 부 대역중에

서 기지국(base station, BS)은 이동국(mobile station, MS)의 채널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동적 채

널 할당(dynamic channel allocation)기법을 사용한다. 동적 채널 할당 기법에서는, 매번 사용에게 할당되는 부 대역의 개

수와 위치가 달라지므로, 전체 부 대역에 대한 정보가 일정 주기로 할당된 궤환 부 프레임을 통해 궤환되는 것이 효과적이

다.

따라서,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부 대역 단위로 소정 궤환 주기로 채널 상태 정보를 궤환 전송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여기서, 부 대역은 가간섭 대역(coherent bandwidth)을 고려하여 몇 개의 부반송파를 그룹핑함으로써

미리 정해진다. 또한, 궤환의 주기는, 몇 개의 패킷마다 한번씩 궤환 정보를 보내는가로 정해지는 패킷 주기를 의미하며,

채널 환경이 변하지 않는 가간섭 시간(coherent time)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진다.

AMC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와, AMC를 한다면 그 궤환 주기 및 부 대역의 크기 등의 정보가, 미리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하향 링크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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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도 4b는 적응적 OFDMA의 프레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먼저, 도 4a는 하향 링크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로서, 프리앰블 심볼, 시그날링 심볼 및 m 개의 데이터 심볼을 포함

한다. 각각의 데이터 심볼은 n 개의 부대역을 포함한다.

프리앰블 심볼(Pre-amble symbol)은, 이동국에서 자동 이득 제어(Automatic Gain Control, AGC), 심볼 시간 복구

(symbol timing Recovery), 채널 추정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훈련 시퀀스(training sequence)를 총칭한다.

시그날링 심볼(signaling symbol)은, 가간섭 대역폭을 바탕으로 그룹핑 할 부반송파의 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즉 시

그날링 심볼은, 현재 기지국에서 변조ㆍ부호화를 행하여 보내는 MCS 레벨, 전체 데이터 심볼의 길이, 전체 송신할 패킷중

에서 현재의 패킷이 차지하는 순서 등에 의하여 AMC ON/OFF를 지시한다. 예컨대, 만일 현재 패킷이 궤환 주기에 해당하

면 AMC ON이고, 만일 현재 패킷이 마지막 패킷이면 AMC OFF 인 정보가 시그날링 심볼에 포함된다.

데이터 심볼(Data symbol)은, 가간섭성 시간을 고려하여 채널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구간에 속하는 데이터용 OFDM

심볼을 연속하여 보낸다.

도 4b는 상향 링크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로서, 프리앰블 심볼, 시그날링 심볼, 궤환 심볼 및 m개의 데이터 심볼을

포함한다.

프리앰블 심볼(Pre-amble symbol)은, 상향 링크 패킷을 보낼 때 상대방이 알아야 할 자동 이득 제어(AGC), 심볼 시간 복

구, 채널 추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 시퀀스를 총칭한다.

시스날링 심볼(Signaling symbols)은, 현재 이동국에서 변조ㆍ부호화를 행하여 전송하는 MCS 레벨, 전체 데이터 심볼의

길이를 포함한다.

궤환 심볼(feedback symbol)은, 하향 링크용 AMC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신된 시그날링 심볼로부터 AMC 동작여

부의 정보를 얻어, 부 대역별로 MCS 레벨을 결정하여 기지국에 알려준다. 하향 링크를 통하여 수신된 시그날링을 이용하

여 채널을 추정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 구하고, 각각의 부 대역별로 합당한

MCS 레벨을 찾아내어 이것을 상향 링크 궤환 심볼 구간에 삽입하여 송신한다.

데이터 심볼(Data symbol)은, 상향 링크에 사용되는 일련의 데이터 심볼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도 5a 및 도 5b는 MCS 레벨 선택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 5a는 대강(rough)의 트랙킹에

의한 기지국의 MCS 레벨 선택 모드이고, 도 5b는 정밀(fine)한 트랙킹에 의한 MCS 레벨 선택 모드이다.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대강의 트랙킹 단계 및 정밀한 트랙킹 단계에 의하여, 기지국

에서 수행하는 하향링크 채널 상태의 MCS 레벨 트랙킹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MCS 레벨 트랙킹은,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큰 경우에는 대강의 트랙킹 단계에 의하고,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작은 경우에는 정밀한 트랙킹 단계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여기서 채널 상태 정보는, 두 비트를

구비하고, 두 비트중 하나의 비트는, 대강의 트랙킹 단계와 정밀한 트랙킹 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플래그 비트가 되도록 구

현될 수 있다.

패킷 수신 후 처음으로 MCS 레벨을 궤환할 때는, 우선 대강의 트랙킹에 의하여 MCS0/MCS4/MCS8/MCS12 중의 하나를

빨리 선택하여 원하는 MCS 레벨로 빨리 근접할 수 있다. 일단 원하는 MCS 레벨의 근처가 되면, MCS 레벨을 하나씩 Up/

Down 하면서 정밀하게 레벨 트랙킹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채널이 급변하는 경우 예컨대 MCS 3 레벨 이상의 차

이가 나면 정밀한 트랙킹 모드에서 대강의 트랙킹 모드로 변경하여 빠르게 변화된 채널 상태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구현

한다.

여기서 기지국(BS)은, 이전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 및 현재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의 조합에 의하여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의 시간 스텝에서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에 2 비트가 할당된다면, 연속된 두 번의 시

간 스텝에서 궤환되는 2 개의 2 비트 궤환 정보들을 단위로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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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MCS 레벨 정보를 위하여 종래 4 비트를 할당하던 방식에 비하여, 본 발명에 의한 2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 발명은 다중 안테나의 송신 방법을 포함하여 4 비트 즉 16개의 MCS(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을 설정하

고, 대강의 트랙킹(rough tracking) 단계와 정밀한 트랙킹(fine tracking) 단계의 두 개의 트랙킹 단계를 거쳐서 정확한 채

널의 품질 레벨에 도달하도록 한다. 우선 대강의 MCS 선택 모드(Rough MCS selection mode)에서 빠르게 목표치에 근접

하도록 트랙킹한다. 대강의 MCS 선택 모드는 MCS 레벨을 0, 4, 8, 12 로 4 레벨씩 건너뛰며 빠르게 트랙킹한다. 대강의

MCS 선택 모드에서 목표치에 빠르게 근접한 후에, 정밀한 MCS 선택 모드(fine MCS selection Mode)로써 목표치에 보다

정확하게 트랙킹 한다.

2비트의 궤환 정보중에서 하나의 비트 즉 LSB 또는 MSB는 "대강의(rough)" 또는 "정밀한(fine)" 모드 선택용 플래그 비트

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의 비트를 레벨 선택용으로 사용한다. 만일 LSB를 모드 선택용 비트로 사용한다면, MSB를 레벨

선택용 비트로 사용한다. LSB가 '1' 이면, "대강의(rough)" 모드로서, 0, 4, 8, 12 로 4 레벨씩 건너뛰며 빠르게 트랙킹한

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시간 스텝 T 에서 2 비트값이 "01"이고, 시간 스텝 T+1에서 2 비트값이 "11"이고, 시

간 스텝 T+2 에서 2 비트값이 "10" 이면, (T, T+1)=(01, 11), (T+1, T+2)=(11, 10), LSB(T)=1, LSB(T+1)=1, LSB

(T+2)=0, MSB(T, T+1)=(0, 1), MSB(T+1, T+2)=(1, 0) 등과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LSB(T)=1 이면, "대강의(rough)" 트랙킹에 의한 레벨 선택 모드를 의미하고, LSB(T)=0 이면, "정밀한(fine)" 레벨 선택

모드를 의미한다. (T, T+1)=(01, 01)이라며, LSB는 모두 "1" 이므로 "대강의(rough)" 선택 모드이고, MSB(T, T+1)=(0,

0) 이므로 MCS0 를 의미한다. 그러나, "01"은 그 단독으로도 MCS 레벨 0을 의미하고, "11"은 그 단독으로도 MCS 레벨 8

을 의미한다. "대강의" 선택 모드에서, MSB(T, T+1)=(0, 0), (0, 1), (1, 0), (1, 1)은 각각 MCS0, MCS4, MCS8, MCS12

를 의미한다. 이것은 (T, T+1)이 각각 (01, 01), (01, 11), (11, 01), (11, 11) 임을 의미한다. T="01"은 이전 단계의 정보

의 "유지"를 의미한다.

LSB(T)=0 이면, "정밀한(fine)" 트랙킹에 의한 레벨 선택 모드를 의미한다. (T, T+1)=(00, 10)이라면, '10'은 MCS 레벨

1 UP 을 나타내고 '00'은 MCS 레벨 1 DOWM 을 나타낸다. 그리고 만약 이전 단계와 변화 없음 즉 유지를 나타낼 때는

'01'을 사용한다.

도 6은 시간 스텝의 진행에 따른 MCS 레벨 선택 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 6을 참조하여 0번째 부대역의 T ~ T+4를 설명한다. T="11" 그 단독으로도 MCS 8을 의미한다. T+1="01"은 그 단독

으로 유지를 의미하므로 MCS 8을 유지한다. T+2="10"는 정밀한 트랙킹 모드에서 MCS 레벨 1 UP을 의미하므로, T+2

는 MCS 레벨 9이다. T+3="01"은 유지를 의미하므로, T+3은 MCS 9를 유지한다. 이어서, (T+3, T+4)=(01, 11)이므로

대강의 트래킹 모드이고, MSB(T+3, T+4)=(0, 1)이므로 MCS 레벨은 4이다.

도 6을 참조하여 k 번째 부대역의 T ~ T+4를 설명한다. T="01"이므로 MCS 레벨은 0이다. 이어서 T+1="11"이므로,

MSB(T, T+1)=(0, 1)이다. 따라서 T+1의 MCS 레벨은 4이다. T+2="10" 는 정밀한 트랙킹 모드에서 MCS 레벨 1 UP을

의미하므로, T+2는 MCS 레벨 5이다. T+3="01"은 이전 스텝의 유지를 의미하므로, T+3의 MCS 레벨은 5이다.

T+4="01"이므로, MSB(T+3, T+4)=(0, 0)이다. 따라서 T+4의 MCS 레벨은 0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기지

국(BS)은, AMC ON/OFF 정보 생성부(610), 신호매퍼(mapper, 600), 직병렬 변환부(602), IFFT 변환부(604), 병직렬 변

환부(606) 및 순환 전치 부가부(608)를 포함한다.

AMC ON/OFF 정보 생성부(610), 이동국(MS)으로부터 수신된 하향 링크의 채널 추정 및 MCS 레벨 정보가 포함된 CSI

정보, 및 입력 신호(x(k))에 따라, AMC ON/OFF 정보가 포함된 신호(x'(k))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신호 매퍼(600)는, AMC ON/OFF 정보가 포함된 입력 신호(x'(k))를, 직교 위상 편이 키잉(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QPSK) 신호 또는 직교 진폭 변조(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신호로 매핑한다.

직병렬 변환부(602), IFFT 변환부(604), 병직렬 변환부(606), 순환 전치 부가부(608)는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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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7을 참조하면, 이동국(MS)에 수신된 신호는, 순환 전치 제거부(620), 직병렬 변환부(622), FFT 변환부(624), 병

직렬 변환부(626)를 거쳐 신호 디매퍼(demapper, 628) 및 AMC 궤환 정보 생성부(630)에 입력된다. AMC 궤환 정보 생

성부(630)는 AMC ON/OFF 검출여부에 따라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추정하고 MCS 레벨을 결정하여 이를 AMC 궤환

정보에 실어서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이를 위하여, AMC 궤환 정보 생성부(630)는 AMC ON/OFF 검출부(630a), 채널 추

정 및 MCS 레벨 결정부(630b) 및 CSI 생성부(630c)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AMC ON/OFF는, 하향 링크를 통하여 적어도 둘 이상의 데이터 패킷이 연속적으로 송신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또한 AMC ON/OFF는, 하향 링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데이터 패킷이, 마지막 패킷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

되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AMC ON/OFF는, 소정 개수의 데이터 패킷 궤환 주기마다 상기 AMC가 ON 되도록 결정될

수도 있다.

AMC는 소정 개수의 부반송파들을 그룹핑한 부 대역을 궤환의 일 단위로 하여 수행될 수 있다.

도 5a, 도 5b 및 도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지국으로 궤환되는 CSI 정보로서, 종래보다 적은 비트 예컨대 2 비트만을

이용하는 CSI 정보는 CSI 생성부(630c)에 의해서 생성된다.

MCS 레벨 트랙킹은,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큰 경우에는 대강의 트랙킹 단계에 의하고,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작은 경우에는 정밀한 트랙킹 단계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채널 상태 정보는, 두 비

트를 구비하고, 두 비트중 하나의 비트는, 대강의 트랙킹 단계와 정밀한 트랙킹 단계의 구분하기 위한 플래그 비트일 수 있

다. 또한 MCS 레벨 트랙킹은, 이전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 및 현재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의 조합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적응적 OFDMA 시스템에 있어서, 부 대역을 궤환의 일 단위로 하여 AMC를 수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하향 링크를 통하여 기지국(BS)에서 상기 이동국(MS)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 및 상향 링크를 통하여 이동국에

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의 구성에 대해서는, 도 4a 및 도 4b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 의하면, 적응적 변조 및 부호화를 위하여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량이 감소하고, 적응

적 변조 및 부호화를 위한 불필요한 처리과정을 방지함으로써 내부 연산장치의 자원 및 채널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MC를 수행하는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데이터 패킷 송수신에

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AMC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하향 링크

를 통하여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이동국은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상기 AMC ON/OFF 정보에 따라, AMC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고, 상기 트랙킹 결과에 따른 채널 상태 정보를 상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궤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AMC ON/OF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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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적어도 둘 이상의 데이터 패킷이 연속적으로 송신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AMC ON/OFF는,

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데이터 패킷이, 마지막 패킷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AMC ON/OFF는,

소정 개수의 데이터 패킷 궤환 주기마다 상기 AMC가 ON되도록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

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AMC는,

소정 개수의 부반송파들을 그룹핑한 부 대역을 궤환의 일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

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상태 정보는,

두 비트를 구비하고, 상기 두 비트 중 하나의 비트는, 하향 링크의 채널상태를 결정하는 MCS 레벨 트랙킹이 제1 트랙킹 단

계와 제2 트랙킹 단계로써 구분되어 수행되기 위한 플래그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랙킹 단계는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큰 경우에 수행되는 대강의 트랙킹 단계이고,

상기 제2 트랙킹 단계는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작은 경우에 수행되는 정밀한 트랙킹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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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 및 현재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의 조합에 의하여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은,

상기 이동국에서 자동 이득 제어, 심볼 시간 복구, 채널 추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훈련 시퀀스를 포함하는 프리

앰블 심볼;

기지국에서 변조 및 부호화를 행하여 보내는 MCS 레벨, 전체 데이터 심볼의 길이 및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

날링 심볼; 및

상기 하향 링크에 사용되는 일련의 데이터 심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은,

상기 이동국에서 자동 이득 제어, 심볼 시간 복구, 채널 추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훈련 시퀀스를 포함하는 프리

앰블 심볼;

가간섭 대역폭을 기반으로 그룹핑 할 부반송파의 수에 대한 정보, 기지국에서 변조 및 부호화를 행하여 보내는 MCS 레벨,

전체 데이터 심볼의 길이 및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날링 심볼; 및

상기 하향 링크에 사용되는 일련의 데이터 심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1 항 또는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이동국에서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은,

상기 기지국에서 자동 이득 제어, 심볼 시간 복구, 채널 추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훈련 시퀀스를 포함하는 프리

앰블 심볼;

이동국에서 변조 및 부호화를 행하여 보내는 MCS 레벨, 전체 데이터 심볼의 길이를 포함하는 시그날링 심볼;

상기 AMC ON/OFF 정보에 의해 AMC가 수행될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부 대역별로 결정된 MCS 레벨을 포함하는 궤환

심볼; 및

상기 상향 링크에 사용되는 일련의 데이터 심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AMC를 수행하는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데이터 패킷 송수신에

서,

등록특허 10-0571806

- 10 -



상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는, 두 비트를 구비하고, 상기 두 비트 중 하나의 비트는, 하

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결정하는 MCS 레벨 트랙킹이, 제1 트랙킹 단계와 제2 트랙킹 단계로써 구분되어 수행되기 위한 플

래그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랙킹 단계는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큰 경우에 수행되는 대강의 트랙킹 단계이고,

상기 제2 트랙킹 단계는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작은 경우에 수행되는 정밀한 트랙킹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12 항에 있어서,

이전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 및 현재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의 조합에 의하여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서의 채널 궤환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서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데이터 패킷 송수신을 수행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AMC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는

AMC ON/OFF 생성부;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국은, 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상기 AMC ON/OFF 정보에 따라 AMC ON 으로 결

정된 경우에,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추정하고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고 상기 트랙킹 결과에 따른 채널 상태 정

보를 생성하여 상기 상향 링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AMC 궤환 정보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AMC ON/OFF는,

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적어도 둘 이상의 데이터 패킷이 연속적으로 송신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17.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AMC ON/OFF는,

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데이터 패킷이, 마지막 패킷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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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AMC ON/OFF는,

소정 개수의 데이터 패킷 궤환 주기마다 상기 AMC가 ON 되도록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19.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AMC는,

소정 개수의 부반송파들을 그룹핑한 부 대역을 궤환의 일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

템.

청구항 20.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상태 정보는,

두 비트를 구비하고, 상기 두 비트중 하나의 비트는,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결정하는 MCS 레벨 트랙킹이 제1 트랙킹 단

계와 제2 트랙킹 단계로써 구분되어 수행되기 위한 플래그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21.

제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랙킹 단계는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큰 경우에 수행되는 대강의 트랙킹 단계이고,

상기 제2 트랙킹 단계는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작은 경우에 수행되는 정밀한 트랙킹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22.

제20 항에 있어서,

이전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 및 현재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의 조합에 의하여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23.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은,

상기 이동국에서 자동 이득 제어, 심볼 시간 복구, 채널 추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훈련 시퀀스를 포함하는 프리

앰블 심볼;

기지국에서 변조 및 부호화를 행하여 보내는 MCS 레벨, 전체 데이터 심볼의 길이 및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

날링 심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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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향 링크에 사용되는 일련의 데이터 심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24.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은,

상기 이동국에서 자동 이득 제어, 심볼 시간 복구, 채널 추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훈련 시퀀스를 포함하는 프리

앰블 심볼;

가간섭 대역폭을 기반으로 그룹핑 할 부반송파의 수에 대한 정보, 기지국에서 변조 및 부호화를 행하여 보내는 MCS 레벨,

전체 데이터 심볼의 길이 및 AMC ON/OFF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날링 심볼; 및

상기 하향 링크에 사용되는 일련의 데이터 심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25.

제15 항 또는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이동국에서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은,

상기 기지국에서 자동 이득 제어, 심볼 시간 복구, 채널 추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훈련 시퀀스를 포함하는 프리

앰블 심볼;

이동국에서 변조 및 부호화를 행하여 보내는 MCS 레벨, 전체 데이터 심볼의 길이를 포함하는 시그날링 심볼;

상기 AMC ON/OFF 정보에 의해 AMC가 수행될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부 대역별로 결정된 MCS 레벨을 포함하는 궤환

심볼; 및

상기 상향 링크에 사용되는 일련의 데이터 심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26.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서 적응적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데이터 패킷 송수신을 수행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에 있어서,

상향 링크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궤환되는 채널 상태 정보는, 두 비트를 구비하고, 상기 두 비트 중 하나의 비트는, 하

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결정하는 MCS 레벨 트랙킹이, 제1 트랙킹 단계와 제2 트랙킹 단계로써 구분되어 수행되기 위한 플

래그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27.

제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랙킹 단계는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큰 경우에 수행되는 대강의 트랙킹 단계이고,

상기 제2 트랙킹 단계는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시간적 변화가 작은 경우에 수행되는 정밀한 트랙킹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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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 항에 있어서,

이전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 및 현재 시점에 수신된 채널 상태 정보의 조합에 의하여 MCS 레벨 트랙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OFDMA 시스템.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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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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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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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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